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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신마취시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은 기도 유지를 

위하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후두경 

조작과 기관내 삽관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혈장내 

catecholamine 농도를 증가시키고1) 고혈압, 빈맥과 부정맥 

등을 초래할 수 있다.2) 이러한 혈역학적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대부분의 건강한 환자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는 심근허혈, 뇌출혈, 심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혈역학적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여러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다. Lidocaine을 기관내에 분무 

혹은 정주하기도 하고3) fentanyl, alfentanil, sufentanil 등의 

아편양제제를 투여하여 마취 심도를 깊게 하거나4-6) 베타 

차단제인 esmolol,7) 칼슘 통로 차단제인 verapamil 또는 ni-

cardipine,8,9) 혈관확장제인 nitroprusside 또는 nitroglycerin 등

을
10,11) 기관내 삽관 전에 투여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약물들은 수술 소요 시간, 마취 방법, 환자의 

치료 병력, 마취과 의사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한 가지 혹

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후두경 조작 

Effect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Duration on Hemodynamic Response during An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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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often causes an increase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duration of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on hemodynamic response.

  Methods:  We studied 110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surgery.  Anesthesia was induced with fentanyl 1μg/kg and thiopental 

5 mg/kg, and rocuronium 0.6 mg/kg was administrated prior to intubation.  The duration of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was defined as the interval between the insertion of a laryngoscope into a patient’s mouth and its removal after successful tracheal 

intubation.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intubation: Group 1 (duration ≤ 15 seconds); 

Group 2 (15 ＜ duration ≤ 30 seconds); Group 3 (duration ＞ 30 seconds).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before intubation, after induc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and 1 min and 3 min after intubation. 

  Results:  Systolic blood pressure at 1 min after intub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3 than in Group 1,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diastolic blood pressure or heart rate.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systolic blood pressure 

and the duration of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the linear regression r
2
 value was 0.03.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uration of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i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lood pressure.  However, it also shows that when the time to intubation exceeds 30 seconds, that the systolic blood pressure 

is significantly increased.  Thus, when the duration of tracheal intubation is anticipated to be prolonged, attempts to attenuate 

hemodynamic response to tracheal intubation are necessary.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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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관내 삽관 소요 시간이 길어질 때 그 효과가 감소하

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두경 조작

과 기관내 삽관 소요 시간에 따라 혈역학적인 변화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하에서 계획수술을 시행 받는 환자 중 미국마취

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세 이상 50세 이

하의 남녀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 다. 과거력상 고혈압

과 관상동맥질환, 중추신경계질환이 있거나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제외하 다. 수술 전날 담

당 마취과 의사는 모든 대상 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

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하고 수술 시작 30분 전에 midazolam 0.04 

mg/kg, atropine 0.5 mg을 근주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

하면 누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심전도, 맥박산소포

화도계측기, 비침습적 자동 혈압기를 부착하고 심박수와 혈

압을 측정하여 기록하 다.

  마취 유도는 100% O2 6 L/min으로 사전 산소화시키고 

fentanyl 1μg/kg를 먼저 투여한 후 thiopental sodium 5 mg/kg

를 정주하 다. 안검 반사가 소실된 것을 확인한 다음 기관

내 삽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rocuronium 0.6 mg/kg을 정

주하 다. 마스크를 통해 O2 6 L/min으로 용수조절호흡을 

2분간 실시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 다. 기관내 삽관 후 

호흡음을 청진하여 기관내 삽관을 확인한 후 N2O 2 L/min, 

O2 2 L/min를 투여하 다. 그 후 fentanyl 및 midazolam 그리

고 흡입마취제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마취과 의사가 선

택하여 투여하 다.

  후두경 조작 및 기관내 삽관 소요 시간은 후두경을 구강

내에 삽입한 후 기관내 삽관을 완료하여 후두경을 제거하

는 시간까지로 하 다. 삽관은 수련 기간이 다양한 마취의

들이 시행하 다. 후두경 조작과 기관내 삽관에 의한 심혈

관 반응은 마취 유도 전, 마취 유도 후, 기관내 삽관 직후, 

기관내 삽관 후 1분, 3분에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과 심

박수를 측정하여 기록하 다. 후두경 조작과 기관내 삽관 

소요 시간에 따라서 세 군으로 나누었고 1군은 삽관 소요 

시간이 15초 이내, 2군은 15초에서 30초 이내 그리고 3군은 

30초가 초과된 환자들이다. 

Table 2.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BP (mm Hg) DBP (mm Hg) HR (beats/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1.1 ± 122.6 ± 118.9 ±  72.3 ±  70.3 ±  66.1 ±  70.2 ±  69.5 ±  68.5 ±

Baseline
   12.7   10.5   15.5   10.4   18.3   15.5   15.5   13.7   20.0

AI 121.6 ± 123.8 ± 125.6 ±  78.6 ±  78.1 ±  75.3 ±  81.2 ±  82.3 ±  85.8 ±

  17.3   15.3   13.9   15.3*   14.3*   13.7*   13.9*   17.3*   15.3*

IAI 160.4 ± 165.4 ± 163.1 ± 108.9 ± 109.4 ± 101.1 ± 105.7 ± 107.5 ± 109.7 ±

  28.6*   18.2*   14.7*   20.1*   16.2*   13.5*   14.7*   11.2*   16.9*

1 min 147.0 ± 157.9 ± 163.9 ±  93.4 ±  95.9 ±  92.3 ±  95.8 ±  97.0 ± 103.3 ±

  12.6*   27.0*   15.0*
†

  19.0*   20.0*   120*   15.0*   21.3*   26.0*

3 min 122.6 ± 129.8 ± 131.4 ±  76.6 ±  78.3 ±  74.4 ±  90.4 ±  90.6 ±  94.4 ±

  19.0   12.6*   14.4*   13.6   11.6*   17.6*   14.4*   12.7*   17.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15 seconds, Group 2: 15 seconds ＜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30 seconds, Group 3: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30 second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AI: after induction, IAI: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n = 55) (n = 40)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4.4 ± 9.5  33.2 ± 9.3  36.3 ± 6.5

Sex (M/F) 30/25 22/18 6/9

Weight (kg)  61.0 ± 12.8  60.1 ± 9.1  59.2 ± 7.9

Height (cm) 164.3 ± 7.1 163.2 ± 6.7 162.3 ± 2.1 

Duration of laryngo-

 scopy and tracheal   10.9 ± 3.0  23.7 ± 4.5  47.9 ± 9.5

 intubation (se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15 seconds, Group 2: 15 seconds ＜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30 seconds, Group 3: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30 seconds.



 길양숙 외 4인：삽관 시간에 따른 혈역학적인 변화

149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처리는 Stat-

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 Student t-test

와 선형 회귀분석을 하 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으로 의의가 있다고 간주하 다.

결      과

  세 군간의 성별, 연령, 체중과 신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삽관 기간은 1군은 10.9 ± 3.0초, 2

군은 23.7 ± 4.5초 그리고 3군은 47.9 ± 9.5초 다(Table 1).

  수술실에 도착 후 안정시에 측정한 혈압과 심박수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취 유도 후에 측정한 수축

기 혈압은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세 군 모두에서 마

취유도 전보다 기관내 삽관 직후와 삽관 후 1분에 유의하

게 높았다. 기관내 삽관 1분 후의 수축기 혈압은 기관내 삽

관이 30초 이상 소요된 3군이 15초 이내의 1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 이완기 혈압과 심박수는 시간에 따른 측정치 모

두에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기관내 삽관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심박수의 최

대 증가폭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기관내 삽관에 소요된 시간과 수축기 혈압의 관계는 선

형 회귀분석에서 r2 = 0.03으로 삽관 소요 시간과 혈압 변화

의 연관은 유의하지 않았다(Fig. 1).

고      찰

  전신마취시 기도 유지를 위하여 기관내 삽관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은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빈맥과 부정맥을 일

으킬 수 있으며 관상동맥 혈류와 심근 산소 소모량을 증가

시키고 좌심실 박출계수는 감소시킬 수 있다.12-14) 이러한 혈

역학적인 반응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난 후 사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환자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혈

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및 뇌압이 상승된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들은 후두경 조작 및 기관내 삽관시 혈압과 심박

수가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출혈, 심부전 혹은 

사망의 위험성이 있다.15) 따라서 마취과 의사는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 기관내 삽관에 의한 심혈관계 변화를 둔화

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약물들의 사용과 후

두경 날의 종류나 기도 삽관의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계

속하고 있다.16,17) 

  기관내 삽관시 나타나는 혈역학적인 변화에 대한 기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King 등에18) 의하면 후두경으로 혀

의 기저부를 압박하고 후두개를 올리면서 미주신경의 반사

가 감소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하 고 혈압의 증가

는 주로 후두경 조작으로 나타나고 기관내 삽관으로 그 효

과가 증대된다고 하 다. Burstein 등은19) 대부분의 혈역학

적인 변화가 심촉진 신경(cardioaccelerator nerve)의 자극 때

문이라고 설명하 다. 또한 상기도의 기계적 자극으로 경부 

교감 원심성 섬유(cervical sympathetic efferent fiber)의 활성

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도 하 다.20)

  기관내 삽관 시행 후 혈압 상승 및 심박수 증가와 더불

어 혈장내 norepinephrine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관내 삽관으로 교감신경 활성도의 증가뿐 아니라 

교감신경 부신수질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21) 

  교감신경계뿐 아니라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유아나 

작은 소아에서 기관내 삽관시 서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때때로 성인에서도 나타난다.

  후두경 조작과 기관내 삽관이 혈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Table 3. Maximal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BP (mm Hg) 37.8 ± 22.5 41.7 ± 23.4 42.9 ± 20.4

DBP (mm Hg) 36.9 ± 18.3 40.6 ± 20.2 44.2 ± 19.3

HR (beats/min) 37.6 ± 24.6 38.7 ± 16.3 40.3 ± 23.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15 seconds, Group 2: 15 seconds ＜ dur-

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30 seconds, 

Group 3: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 30 

second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Fig. 1. Correlation of maximal systolic blood pressure and duration of 

intubation by linea regress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The r
2
 is 

0.03. The duration of laryngoscopic and tracheal intubation i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ximal sy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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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리하여 연구한 결과 Shribman 등은22) 기관내 삽관

시 성문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후두개 상부를 후두경 날로 

들어올리는 과정 중에 성문 상부의 연부 조직이 신전되는 

것이 혈역학적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 다. 후두경 

조작으로 혈압과 혈장내 catecholamine 수치가 크게 증가되

었지만 기관내로 튜브를 삽입한 후에는 유의한 혈압의 변

화가 생기지 않았다. 한편 Bucx 등은23) 후두경을 사용하여 

기관튜브를 삽관 시 나타나는 혈역학적 변화는 주로 기관 

튜브를 기관 내에 위치시키는 자극에 의한 것이고 후두경 

날에 의한 후두개의 자극은 보다 적은 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 다. Takahashi 등도24) 튜브에 의한 직접적인 기관내 

자극시 생기는 혈역학적인 변화가 후두경 조작에 의한 것

보다 크다고 하 다. 이런 상이한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는 후두경으로 성문 상부의 연부 조직을 자

극하는 시간에 따른 혈역학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삽관 후 수축기 혈압의 최대치와 삽관 소요 시간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 는데 수축기 혈압 변화와 삽관 시간

의 연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 환자들을 기관내 

삽관 시간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기관내 삽관 후 1분에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15초 이내의 군보다 30초 이상인 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Steolting 등에25) 의하면 기관내로 튜

브를 넣기 전 60초 동안 후두경 조작 시간에 따른 혈압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후두경 조작 시간이 15초 이상일 때

부터 혈압이 현저히 증가하 고 45초 이상에서 가장 큰 증

가치를 보 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

관내 튜브를 삽입한 후의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를 알아보

았고 기관 튜브의 삽입 후 후두경을 구강 밖으로 제거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삽관 소요 시간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 는

데 이 방법은 현재까지 기관내 삽관에 의한 혈압을 측정하

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나 한번 측정하는데 20

여초가 소요되므로 삽관에 의한 혈압의 즉각적인 변화를 

감지 못할 수 있다.26) 따라서 직접적인 동맥내 혈압측정에 

의한 방법이 더 정확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smail 등의27) 연구에서 18-25세의 청년군보다 40-50세

의 중년군에서 기관내 삽관에 의한 이완기 혈압과 심박수

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의 나이는 

20-50세로 세 군간에 차이는 없었지만 대상 환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전처치로 투여한 atropine이 기관내 

삽관에 의한 혈역학적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참가한 모든 환자들에게 atropine을 근주하

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기관내 삽관시 마취의 심

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Thiopental의 최대 

효과 발현 시간을 고려하여 rocuronium의 용량을 높이거나 

succinylcholine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빨리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삽관의 자극 기간

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마취유도

제를 지속적으로 정주하거나 흡입마취제를 투여하여 마취 

유지를 일정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관내 삽관시 마취가 얕아서 혈역학적 변화가 증

가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에서 동일한 조건이었으므로 연

구 결과에는 큰 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

자들은 제외하 으나 숙련 기간이 다양한 수련의들이 참여

함으로써 기관내 삽관 시간이 다양해졌다. Suh와 Jee는28) 연

부 조직에 가해진 힘의 차이는 후두경 조작 후 순환계 반

응의 정도와 무관하다고 하 고 이는 반응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역치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사 반응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성문 

상부의 연부 조직에 가해지는 힘의 차이에 따른 혈역학적

인 변화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전신마취시 후두경을 사용하는 기관내 삽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혈역학적 변화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

지만 30초 이후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을 때 혈역학적

인 변화가 큰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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